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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EC61850 9-2 SMV 기반 전자식 변성기 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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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Compact Iron-Cored Electronic Current Transformer Based on IEC 61850 9-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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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 - This paper describes a compact Iron-cored Electronic 
Current Transformer(ECT) based on IEC 61850 9-2. The ECT 
developed in this study has the feature of designing the current 
transformer with compact iron-core, compensating error due to the 
nonlinear characteristic of iron-core, and applying IEC 61850 9-2 for 
sampled value(SMV). We test the performance of the product 
developed in the study in KERI, KEPRI. 

1. 서    론

 최근 력 계통은 력 수요의 꾸 한 증가로 규모, 복잡화되고 있

다. 한 IT 산업을 력시장에 목하는 력 IT의 등장으로 인하여, 
각종 측정 장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변 소나 다른 기기로 보내는 
배 자동화  디지털 변 소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. 이에 
계통의 안정 인 운 을 해서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측정이 요구된다. 
일반 으로 가격이 렴한 철을 이용하여 변성기를 제작한다. 계통 류
는 류 변류기(current transformer, CT)를 통해서, 압은 압변성기
(potential transformer, PT)를 통해서 측정한다.
  변류기는 1차 류의 크기를 작게 하여 계량기, 보호 계 기 등의 기
기에 공  하며 일반 으로 철심코어 변류기를 사용한다. 철심코어는 강
자성체이나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갖으며 이는 변류기의 오차로 작용한
다. 이러한 오차를 이기 하여 투자율이 좋은 코어를 사용하거나 코
어의 단면 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나 이는 변류기의 제작 단가를 
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변류기의 크기 한 커지는 단 이 있다.
  본 논문에서는 IEC 61850 기반의 콤팩트형 철심 코어형 자식 변류
기 개발에 해 기술하 다. 개발한 자식 변류기는 변류기 오차 보상 
기술을 탑재한 IED를 콤팩트형 철심 코어에 장착한 형태를 갖는다. 개
발된 제품은 콤팩트형 철심 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 제작  소형
화가 가능하며 측정  보호가 동시에 용 가능하다. 개발된 제품의 오
차 성능은 자체 시험을 통해 검증하 으며 EMC 등 기특성시험은 한
국 기 연구원(KERI)에서 진행하 고 IEC 61850 통신 테스트는 력
연구원에서 수행하 다. 

2. 본    론

 2.1 철심 변류기 보상 알고리즘

  그림 1은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고려하여, 변류기 2차로 환산한 철심 
변류기의 등가 회로를 나타냈다. 등가회로로부터 다음과 같이 식 (1), 
(2)를 구할 수 있다. 여자 류는 철손 류와 자화 류로 나  수 있
고 1차 류는 여자 류와 2차 류로부터 구할 수 있다. 자화 류로부
터 보상 류를 구하는 방법은 참고문헌 [1]과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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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1, i2, i0: 1차, 2차, 여자 류, ic, im: 철손, 자화 류, 
Rb: 2차 부담, v2: 2차 압

Rc: 철손 항, Lm: 자화 인덕턴스

<그림 1> 철심 변류기 등가 회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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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2 IEC 61850기반의 콤팩트형 코어형 전자식 변류기

  IEC 61850 9-2 기반 콤팩트형 코어형 자식 변류기는 철심 코어를 
기존 변류기에 비해 단면 이 1/10 이하로 작게 제작하 다. 이로 인해 
증가하는 오차는  의 철심 변류기 보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보상
하 다. 보상된 류는 IEC 61850 9-2 통신 기반으로 송된다. 본 연구
에서 개발된 IEC 61850 9-2 기반 자식 변류기는 그림 2와 같다.

<그림 2> IEC61850 9-2 기반 전자식 변류기

  2.2.1 콤팩트형 철심 코어 제작

  콤팩트형 자식 변류기에 용되는 철심 코어는 기존 동  변류기

의 단면 에 비해 1/10배 이하로 작게 제작하 다. 그림 3은 기존 철심 
변류기와 제작한 변류기의 크기를 비교하는 사진이다. 기존 철심 변류기 
코어 사이즈와 제작된 콤팩트형 철심 코어 단면  비교는 표 1과 같다. 
기존 변류기의 경우 사용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사이즈를 갖으나 콤팩
트형 변류기는 오차를 보상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동일하게 제작하 다. 
제작한 자식 변류기의 성능 검증은 자체 성능 검증과 한국 기 연구
원에서 IEC 600144-8 규격에 하여 진행하 다. 

  2.2.2 오차 보상용 하드웨어의 제작

  그림 4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하드웨어이다. 개발된 오차 보상용 하
드웨어는 32bit DSP를 사용했다. A/D  D/A의 정 도는 16 비트이고 
샘 률은 주기 당 128/64/32이다. 제어 원은 DC 24V, 입/출력 신호는 
각각 AC ±5A, AC 4V이다. IEC 61850 기반의 디지털 통신은 통신으
로 포트는 850nm TX/RX, 62.5/125㎛ with IEEE 802.3 100 Base-T이
며, 최  64 sample/cycle이 가능하다.

<그림 3> 철심 변류기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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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 4> 오차 보상용 하드웨어

   2.3 공인인증 기관에서의 성능테스트

  2.3.1 전기연구원 전기특성 시험
  자사에 개발한 IEC61850기반 자식 변류기는 자식변성기 련 규
격인 IEC 60044-8에 하여 기연구원에서 기 특성 시험을 진행하
다. 진행한 시험은 IEC60044-8의 규정을 만족하 다. 기연구원에서 진
행한 시험 항목은 표 1과 같다.

<표 1> IEC 61850 기반 전사식 변성기 EMC 시험 항목

- 방사시험(EMI)

- 느린 압 변동시험(직류)

- 압 강하와 순간 정  시험(직류)

- 서지 내성시험

- 자 과도/돌발시험

- 진동  내성 시험

- 정 기 방  내성 시험

- 상용주  자기장 내성 시험

- 펄스  자기장 내성시험

- 감쇠, 진동  자기장 내성시험

- 방사된 , 자기장 내성 시험

  2.3.2 전력연구원의 IEC61850 프로토콜 시험
  자사에 개발한 머징 유닛 기능을 포함한 IEC61850 9-2 기반 자식 
변류기는 련 규격 IEC 61850에 하여 KEMA B  인증기 인 력
연구원에서 로토콜 시험을 진행하 다. 아래 그림 5와 6은 IEC 61850 
로토콜 시험 구성도과 수행화면이고 표 2는 IEC 61850 로토콜 시험 

내용이다. 표2의 시험 내용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시험항목을 굵게 표
시하 다. 시험 결과, IEC 61850 규정에 만족하 다.

<그림 5> IEC 61850 프로토콜 시험 구성도

<그림 6> IEC 61850 프로토콜 수행 화면

<표 2> IEC 61850 프로토콜 시험 내용

Conformanc
e Block 

Mandatory Conditional

1. Basic 

Exchange

Ass1, Ass2, Ass3, 

AssN2, AssN3, 

AssN4, AssN5,

Srv1, Srv2, Srv3, 

Srv4, Srv5, 

SrvN1abcd, SrvN4

AssN6 

Semantics: Srv9, Srv10  

PICS-AlternateAccess: 

Srv8, SrvN1f 

PICS-SetDataValues: Srv6, 

Srv7, SrvN1e, SrvN2, 

SrvN3

2. Data sets
Dset1, Dset10a, 

DsetN1ae 

SCL-SetDataSetValues:Dse

t10b, DsetN1b, DsetN16

3. SMV

Svp1, Svp2, Svp3, 

Svp6, Svp10, Svp11, 

Svp15

Svp4, Svp5, Svp7, 

Svp8, Svp9, Svp12, 

Svp13, Svp14, Svp16

3. 결    론

  본 논문에서는 IEC 61850 9-2 기반의 자식 변류기 개발에 
해 기술하 다. 개발된 자식 변류기는 철심 코어의 히스테리
시스 특성을 고려한 변류기 오차 보상 기술을 탑재한 IED를 콤
팩트형 철심 코어에 장착한 형태를 갖는다. 개발된 제품은 콤팩
트형 철심 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변류기 제작방법에 비
해 제작 단가를 히 일 수 있으며, 콤팩트한 변류기로 인해 
기기의 사이즈 감소 효과를 기 할 수 있다. 한 제작한 자식 
변류기는 측정용과 보호용으로 동시에 용 가능하여 변류기의 
사용수를 일 수 있다. 개발된 자식 변류기의 기특성시험
(EMC)과 IEC 61850 시험을 각각 한국 기 연구원(KERI)과 
력연구원에서 진행하 다. 시험 결과 개발된 자식 변류기는 정
상 상태 뿐만 아니라 자기 포화시에도 IEC 60044-8 규격을 하
다. 여기서 오차 성능 시험은 한국 기 연구원에서 디지털 출
력에 한 시험이 불가하여 자체 시험을 통해 검증하 다. 향후 
KEMA에서 자사에서 개발한 자식 변류기에 해 IEC 61850 
시험을 진행할 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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